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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개요
1.1 개요
이 가이드는 DSM 의 기능 중 Agent 기능을 기술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Agent 에 필요한 것만 기술해 놓았으므로 세부적인 설정이나 설명을
원한다면 DSM Developer Guide 와 DSM Training Guide 를 참고하기 바란다

1.2 이 글을 읽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 혹은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FrameBuilder 시스템 환경에서 동작되는 플러그인 형태의 개발/운영 모듈로써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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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DSM Agent 개요
2.1

개요

개발자는 Data Sync Manager(DSM) Agent 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원격 파일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
모니터링 외에 Agent 관련 Schedule 및 Process 를 Module 별로 세분화 시킬 수 있고

Agent 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Function 들을 배치 조합시킴으로써 코딩 작업을 간소화 하여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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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3 설치 & 설정
3.1

설치 및 실행

DSM 에이전트 관리 & 모니터링 기능에 해당 에이전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후 실행해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플랫폼에 맞는 jdk(1.7 이상)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과 같이 웹으로 접속하여 Download DSM Agent 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한다.

압축을 해제하고 해당 경로에서 그림에 표시된 dsm_agent 를 실행한다.
윈도우 : dsm_agent.bat
리눅스 : dsm_agent.sh

페이지 5 / 20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기본 포트 : 6777)
윈도우 (dsm_agent.bat)

리눅스 (dsm_agent.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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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포트 변경

윈도우

윈도우는 그림과 같이 cmd 에서 직접 실행하여 포트를 변경 해준다.
dsm_agent.bat [변경할 포트]
그림과 같이 dsm_agent.bat 6888 으로 실행하면,
포트가 6888 로 변경 된다.

리눅스

리눅스는 그림과 같이 실행하여 포트를 변경 해준다.
Sh dsm_agent.sh [변경할 포트]
그림과 같이 sh_dsm_agent.sh 6999 으로 실행하면
포트가 6999 로 변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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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4 Agent 모니터링

DSM 에서 툴바의

아이콘 혹은 에이전트 관리 & 모니터링을 클릭하여

Agent 모니터링 화면을 볼 수 있다.
각 에이전트들의 연결 상태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에이전트를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태
상태

Main

Tree

활성
비활성
사용 안 함

에이전트의 상태는 위 표의 아이콘 색상으로 표시 되며,
경고 or 위험 시에는 비활성 아이콘이 깜박 깜박 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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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gent 추가

마우스 우 클릭 후 새 에이전트 추가를 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단일 에이전트와 다중 에이전트를 추가할 수 있다.

다중 에이전트의 경우 그림과 같이 설정하여 한 번에 편리하게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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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본 화면 및 기능

- 자동 정렬

추가된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그림과 같이 선택 된 에이전트가 가운데로 나타나며 자동 정렬이 된다.

-그룹화

그림과 같이 그룹화하여 에이전트를 관리할 수 있다.

-사용 여부

우측 상단의 에이전트 정보 창에서 해당 에이전트의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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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기, 내보내기

그림에 표시된 툴바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에이전트 설정 정보를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다.
불러오기

내보내기

에이전트 설정 정보 파일은 .agents 로 저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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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gent 정보

해당 에이전트를 트리에서 직접 선택하거나 상단의 에이전트 목록에서 선택하여 나오는 화면이다.
해당 에이전트의 자세한 정보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GPU 서버의 경우 그림과 같이 Process Information 옆에 GPU Information 이 추가로 생긴다.

각 정보창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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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상단에

아이콘을 클릭하여 에이전트를 정렬할 수 있다.

(Default : Maximum)

Maximum

Casecade

Tile vertical

Tile horizontal

Process Information 에서는 프로세스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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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Agent 옵션

그림에 표시된 툴바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에이전트 모니터링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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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5 Function(기능)
5.1 REMOTE
DSM Agent 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Remote System Call
팔레트 위치:
REMOTE >> Remote System Call

기능: 다른 컴퓨터에 원격으로 명령어를 호출하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원격 시스템 호출 명령어

호출할 명령어를 입력한다.

원격 호스트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 명(IP)를 입력한다.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원격 포트

접속할 컴퓨터의 포트 정보를 입력한다.

작업 폴더

작업 폴더를 설정한다.

환경 속성

환경 속성을 설정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환경 속성 참조

페이지 15 / 20

Remote File Decrypt
팔레트 위치:
REMOTE >> ENCRYPT >> Remote File Decrypt

기능: Local 에 있는 파일이나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원격으로 복호화하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Agent 위치를 설정한다. Default는 local이다.

Agent 위치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Agent 위치 참조

동시 파일 개수

동시에 복호화할 파일 개수를 설정한다.

입력 버퍼 크기

파일 입력시 사용하는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출력 버퍼 크기

파일 출력시 사용하는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스크립트를 입력한다.

복호화 스크립트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암/복호화 스크립트 참조

파일당 스레드 개수

파일당 스레드 개수를 설정한다.

원본 디렉토리 설정

원본 디렉토리를 설정한다.

원본 파일 확장자 설정

원본 파일의 확장자를 설정한다.

직접 출력

직접 출력 여부를 설정한다.

출력 디렉토리 설정

출력 파일의 디렉토리를 설정한다.

출렉 디렉토리 제거

출력 디렉토리를 제거한다.

파일 확장자 제거

제거할 확장자를 설정한다.

하위 디렉토리 포함

하위 디렉토리 포함여부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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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File Encrypt
팔레트 위치:
REMOTE >> ENCRYPT >> Remote File Encrypt

기능: Local 에 있는 파일이나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원격으로 암호화하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Agent 위치를 설정한다. Default는 local이다.

Agent 위치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Agent 위치 참조

동시 파일 개수

동시에 암호화할 파일 개수를 설정한다.

입력 버퍼 크기

파일 입력시 사용하는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출력 버퍼 크기

파일 출력시 사용하는 버퍼의 크기를 설정한다.

블록 크기

암호화할 블록의 크기를 설정한다.

파일당 스레드 개수

파일당 스레드 개수를 설정한다.

암호화 스크립트

스크립트를 입력한다.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암/복호화 스크립트 참조

압축

출력시 파일 압축 여부를 설정한다.

원본 디렉토리 설정

원본 디렉토리를 설정한다.

원본 파일 확장자 설정

원본 파일의 확장자를 설정한다.

직접 출력

직접 출력 여부를 설정한다.

출력 디렉토리 설정

출력 파일의 디렉토리를 설정한다.

출렉 디렉토리 제거

출력 디렉토리를 제거한다.

출력 파일 확장자 설정

출력될 파일의 확장자를 설정한다.

하위 디렉토리 포함

하위 디렉토리 포함여부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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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Receive File
팔레트 위치:
REMOTE >> FILE >> Remote Receive File

기능: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원격으로 받는 기능
속성:
속성

원격 주소

설명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IP)를 입력한다.
받을 파일의 정보를 입력한다.

받을 파일 정보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받을 파일 정보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원격 포트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 포트를 입력한다.

Remote Send File
팔레트 위치:
REMOTE >> FILE >> Remote Send File

기능: 다른 컴퓨터에 파일을 원격으로 보내는 기능
속성:
속성

원격 주소

설명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IP)를 입력한다.
보낼 파일의 정보를 입력한다.

보낼 파일 정보
4.8 Function Property Editor >> 보낼 파일 정보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원격 포트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 포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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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Delete Files
팔레트 위치:
REMOTE >> FILE >> Remote Delete Files

기능: 다른 컴퓨터에 파일을 원격으로 삭제하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원격 주소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IP)를 입력한다.

파일명

삭제 할 파일명을 입력한다.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원격 포트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 포트를 입력한다.

하위 디렉토리 포함

하위 디렉토리를 포함여부를 설정한다.

Remote List Files
팔레트 위치:
REMOTE >> FILE >> Remote List Files

기능: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원격으로 출력하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원격 주소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IP)를 입력한다.

파일경로

리스트로 출력할 파일들의 경로를 입력한다.

파일명

출력할 파일 명을 입력한다.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원격 포트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 포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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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Exists File
팔레트 위치:
REMOTE >> FILE >> Remote Exists Files

기능: 다른 컴퓨터에 파일이 존재하는지 원격으로 확인하는 기능
속성:
속성

설명

원격 주소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IP)를 입력한다.

파일명

존재하는지 확인 할 파일명을 입력한다.

SSL 사용여부

SSL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원격 포트

접속할 컴퓨터의 호스트 포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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